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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의 복호를 위해 터보 복호기로의 입력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의 복호는 정해진 개수의 부호 심

볼들을 적절한 순서로 터보 복호기에 입력함으로써 시작된다. 본 발명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의 복조 결과를 복호기

입력 버퍼로부터 적절한 순서로 읽어낸 뒤 터보 복호기 입력을 위한 적합한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복호기 입력 제어

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채널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여 복호기로 입력함으로써 필요한 버퍼의

개수를 줄여 소형화, 저가격화, 저젼력화를 실현하며, 지연을 감소시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1xEV-DV, packet data, turbo decoding, channel interleaving, encoder packet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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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위한 패킷 데이터를 인터리빙하여 송신 서브패킷을 생성하는 기지국 송신기의 구성

도.

  도 2는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수신된 서브패킷으로부터 복호된 데이터를 얻는 단말 수신기의 구성도.

  도 3은 상기 도 1에 나타낸 채널 인터리빙 과정을 상세히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모부호율 1/5인 터보 부호기의 구성과 출력 부호심볼들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상기 도 4에서 나타낸 터보 부호기의 출력 부호심볼들이 채널 인터리빙 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모부호율 1/5인 터보 복호기의 구성과 입력 부호심볼들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1xEV-DV 표준의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 채널을 위해 사용 가능한 부호화 패킷의 크기들(EP Size)에 대해

선택되는 부호심볼들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1xEV-DV 표준의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복호기 입력 버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도 10은 상기 도 9에 나타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에서 읽기 주소 생성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에서 읽기 주소 생성기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

럭도.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읽기 주소 생성기에서 주소 조절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4a 내지 1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읽기 주소 생성기에서 주소 조절기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읽기 주소 생성기에서 메모리 선택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선택기에서 N_EP이 2328인 경우 RAM1_CS와 RAM2_CS를 결정하는 동작

을 나타낸 흐름도.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선택기에서 N_EP이 2328보다 큰 경우 RAM1_CS와 RAM2_CS를 결정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8a 내지 18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읽기 주소 생성기에서 메모리 선택기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에서 메모리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에서 메모리부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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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고속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부호화되고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

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및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와 같은 광대

역(Wide-band)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고속 전송을 위해 터보 부호화

(Turbo Coding)와 인터리빙(Interleaving)을 사용한다. 터보 부호화는 낮은 신호대 잡음비에서도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 BER) 관점에서 매우 양호한 정보 복원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리빙은 페이딩 환경에서 인접한 비트

들이 랜덤 하게 페이딩 영향을 받도록 함으로서 군집에러(burst error)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어 채널 부호화의 효과를

보다 높여준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및 3GPP2에서 추진중인 CDMA2000 Release C, 이른 바 1xEV-

DV(Evolution in Data and Voice) 표준안에 따르면, 기지국은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의 열을 채널 부호기(Channel

Encoder)에 의해 부호화하여 생성한 부호심볼들(Code Symbols)을 종류에 따라 소정 크기의 서브블럭(subblock)들로 분

류하고, 상기 분류된 서브블럭들을 각각 인터리빙한다. 단말기는 상기 인터리빙된 부호심볼들의 열을 수신하여 기지국에

서 사용한 인터리빙의 역과정인 서브블럭 디인터리빙(Subblock deinterleaving)을 거쳐 채널 부호기의 출력과 동일하게

복원하며, 상기 복원된 부호심볼들을 터보 복호기(Turbo Decoder)에 의하여 복호한다.

  1xEV-DV에서는 기지국의 터보 부호기에서 한번에 부호화되는 부호화 패킷(Encoder Packet)의 크기를

408,792,1560,2328,3096,3864비트의 6가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Forward Packet

Data Channel: F-PDCH)의 한 시간구간동안 전송 가능한 부호심볼들의 최대 개수를 7800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터

보 복호시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부호심볼들은 다른 종류의 부호심볼들과 엇갈리도록 배치되

어 전송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측에서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리를 위

한 별도의 버퍼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연이 발생한다.

  단말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이들 버퍼들은 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이하 "RAM"이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버퍼의 입/출력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퍼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데이터 처리시

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버퍼관리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 수신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특히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터보 복호기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원하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의 수신단에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복호

에 앞서 채널 디인터리빙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의 수신단에서 터보 복호기의 입력버퍼를 이용하여 채널

디인터리빙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터보 복호기의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의 수신단에서 수신된 부호심볼들을 저장하고 순서대로

독출하여 복호기로 입력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

터 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정보 비트들과 테일 비트들을 포함하는 부호화 패킷을 소정 부호율에 따라 부호화

하여 생성한 복수의 서브블럭들의 부호심볼들을 서브블럭-인터리빙하여 전송하고, 상기 수신기는 상기 부호심볼들을 수

신하여 종류에 따라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에 나누어 저장하고 상기 인터리빙에 대응하는 디인터리빙 순서대로 읽어내어,

순차적으로 동작하면서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읽어낸 부호심볼들을 가지고 동작하는 2개의 구성 복호기들로 구성된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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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들을 위한 읽기주소들과 칩 선택 신호들을 복호기 클럭에 따라 생성하

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읽기주소들과 상기 칩 선택 신호들을 이용하여 상기 2개의 구성 복호기들로 입력될 부호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수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정보 비트들과 테일 비트들을 포함하는 부호화 패킷을 소정 부호율에 따라 부호화하여 생성한 복수의 서브블럭

들의 부호심볼들을 서브블럭-인터리빙하여 전송하고, 상기 수신기는 상기 부호심볼들을 수신하여 종류에 따라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에 나누어 저장하고 상기 인터리빙에 대응하는 디인터리빙 순서대로 읽어내어, 순차적으로 동작하면서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읽어낸 부호심볼들을 가지고 동작하는 2개의 구성 복호기들로 구성된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

  

삭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들을 위한 읽기주소들과 칩 선택 신호들을 복호기 클럭에 따라 생성하

는 읽기주소 생성기와,

  상기 생성된 읽기주소들과 상기 칩 선택 신호들을 이용하여 상기 2개의 구성 복호기들로 입력될 부호심볼들을 출력하는

메모리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

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동일한 부분은 비록 다른 도면에 도시되더라도 동일한 참조부

호를 사용한다.

  이하 본 발명은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의 복호를 수행하는 터보 복호기를 위

한 입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먼저, CDMA2000 1xEV-DV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의 열을 송신하고, 수신된 데이터의 열을 복호하기 위한

구성 및 그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위한 패킷 데이터를 인터리빙하여 송신 서브패킷(Transmission Subpacket)을 생성

하는 기지국 송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고하면, 터보 부호기(Turbo Encoder)(10)는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의 열을 부호화 패킷(Encoder Packet)

단위로 소정 부호율(Code Rate) R에 따라 부호화하여 부호심볼들(Code Symbols)의 열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심

볼들은 그 종류에 따라,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시스티메틱 심볼(Systematic Symbol)과 상기 데이터의 복원을 위한

에러 정정 정보인 패리티 심볼(Parity Symbol)로 구분된다.

  1/5의 부호율이 사용되는 경우 상기 터보 부호기(10)는 매 입력 비트에 대하여 5개의 부호심볼들을 출력하는 한편, 복호

시에 특정 상태로의 수렴을 위해 가상으로 생성된 소정 개수의 테일비트들(tail bits)에 대한 부호심볼들을 더 출력하게 된

다. 여기서 가상으로 생성되었다는 의미는 상기 테일비트들이 실제로 입력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부호심볼들이 출력됨

을 뜻한다. 1xEV-DV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EP_SIZE)는 408, 792, 1560, 2328, 3096, 3864비트

의 6가지이며, 하나의 부호화 패킷을 위하여 6개의 테일 비트들을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된 부호화

패킷의 크기들에 대해 실제로 부호화되는 정보량은 각각 402, 786, 1554, 2322, 3090, 3858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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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인터리버(Channel Interleaver)(18)는 서브패킷을 형성하는 부호심볼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부호화이득(coding

gain)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기 터보 부호기(10)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심볼들을 적절히 배열한다. 서브패킷 심볼 선택기

(Subpacket Symbol Selector)(20)는 상기 채널 인터리버(18)로부터의 부호심볼들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소정 크기

의 서브패킷을 구성한다.

  상기 채널 인터리버(18)의 동작은 심볼 분리(Symbol Separation)(12), 서브블럭 인터리빙(Subblock interleaving)(14),

서브블럭 심볼 그룹화(Subblock symbol grouping)(16)를 차례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심볼

분리기(12)는 상기 터보 부호기(10)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심볼들을 종류대로 분류하여 서브블럭들을 구성하고, 서브블럭

인터리버(14)는 상기 구성된 서브블럭들 각각을 동일한 인터리빙 규칙(interleaving rule)에 따라 인터리빙하며, 서브블럭

심볼 그룹화기(16)는 상기 인터리빙된 서브블럭들의 부호심볼들을 서로 엇갈리도록(alternately) 배치하여 그룹화한다.

상기 채널 인터리버(18)의 동작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기지국이 송신하는 고속의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말은 상기 도 1에 나타난 동작을

역으로 수행함으로써 복호된 데이터를 얻는다.

  도 2는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수신된 서브패킷으로부터 복호된 데이터를 얻는 단말 수신기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서브패킷 제로 삽입기(Subpacket Zero Inserter)(22)는 기지국 송신기의 심볼 선택기(20)에 대응

하여, 수신된 서브패킷의 정해진 위치에 부호심볼 '0'을 삽입한다. 기지국 송신기의 채널 인터리버(18)에 대응되는 단말기

수신기의 채널 디인터리버(channel deinterleaver)(30)는 서브블럭 심볼 역그룹화(Subblock Symbol Ungrouping)(24),

서브블럭 디인터리빙(Subblock Deinterleaving)(26), 심볼 역분리(Symbol Deseparation)(28)를 차례로 수행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서브블럭 심볼 역그룹화기(24)는 상기 서브패킷 제로 삽입기(22)로부터의 출력을 종류별로 분리

하여 5개의 인터리빙된 서브블럭들을 출력한다. 서브블럭 디인터리버(26)는 상기 인터리빙된 서브블럭들 각각을 기지국

송신기의 서브블럭 인터리버(14)에서 사용된 인터리빙 규칙에 대응하는 디인터리빙 규칙에 따라 디인터리빙하고, 심볼 역

분리기(28)는 상기 디인터리빙된 출력을 모아 터보 복호기(Turbo Decoder)(32)로 제공한다. 상기 터보 복호기(32)는 기

지국 송신기의 터보 부호기(10)에서와 동일한 부호율 R을 가지고 상기 디인터리빙된 출력을 복호하여 복호된 데이터를 생

성한다.

  도 3에 상기 채널 인터리버(18)에 의한 채널 인터리빙 동작을 상세하게 도시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터보 부호기(10)로부터의 부호심볼들은 심볼 분리기(12)에 의해 종류에 따라 5개의 서브블럭들

S,P0,P'0,P1,P'1(40 내지 48)로 분리된다. 상기 서브블럭들은 부호화 패킷의 크기와 동일한 개수의 부호심볼들로 이루어

지며 여기서 S는 시스티메틱 서브블럭이며, P0,P'0,P1,P'1은 패리티 서브블럭들이다. 상기 서브블럭들 각각은 서브블럭

인터리버(14)에 의해 소정 인터리빙 규칙에 따라 인터리빙된다.(50 내지 58) 서브블럭 심볼 그룹화기(16)에서는 상기 인

터리빙된 서브블럭들(50 내지 58) 중 인터리빙된 패리티 서브블럭들(52 내지 58)의 심볼들을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

그룹화한다. 즉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0(52)과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0(54)의 부호심볼들을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

제1 데이터 그룹(52)을 생성하고,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1(56)과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1(58)의 부호심볼들을 서로 엇갈

리도록 배치하여 제2 데이터 그룹(64)을 생성한다. 인터리빙된 시스티메틱 서브블럭(50)은 변형없이 시스티메틱 데이터

그룹(60)이 된다.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채널 부호기(10)로부터의 부호심볼들은 서브 블럭 분리, 서브블럭 인터리빙, 서브블럭 심볼 그

룹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인터리빙된다. 수신단에서 이러한 부호심볼들을 복호하기 위해 다시 서브블럭 심볼 역그룹

화, 서브블럭 디인터리빙, 심볼 역분리 등을 각각 수행하게 되면, 각 동작별로 버퍼들이 필요하게 되어 처리 시간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수신단에서 매 서브패킷을 수신할 때마다 상기 서브패킷의 부호심볼들을 버퍼에 저

장하고, 이들을 터보 부호기(10)에서 출력한 원래의 순서대로 독출하여 복호기로 입력함으로써, 서브블럭 심볼 역그룹화

와 서브블럭 디인터리빙과 심볼 역분리를 등가로 수행한다.

  먼저 본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송신 서브패킷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지 간략화된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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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1/5의 모부호율(mother code rate)을 가지는 터보 부호기(10)의 상세 구성과 상기 터보 부호기(10)로부터 출력

되는 부호심볼들을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모부호율이란 상기 서브패킷 심볼 선택기(20)를 통과하기 전의 공통적인 부호

율을 의미하는 값으로 1xEV-DV 표준에서 그 값을 1/5로 정하고 있다. 또, 여기서 입력 데이터의 비트 수는 6이며 가상으

로 생성되는 테일비트의 개수는 총 4개인 것으로 한다. 즉, 상기 터보 부호기(10)에서 처리되는 부호화 패킷의 비트 수는

10개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터보 부호기(10)는 하나의 터보 인터리버(Turbo Interleaver) TB INTL(10a)와 2개의 구성

부호기들(Constituent Encoders), 즉 ENC1(Encoder 1)(10b)과 ENC2(Encoder 2)(10c)로 구성된다. 상기 구성 부호기

들(10b,10c)은 1/3의 부호율을 가지며 부호화기 클럭 t에 동기하여 입력 정보 비트들 X0 ~ X5 각각에 대해 1개의 시스티

메틱 부호심볼 SYS와 2개의 패리티 부호심볼들 PA0,PA1을 출력하고, 데이터 비트들의 부호화가 완료되면 각각 2개씩의

테일비트들을 부호화한다. 테일비트에 대한 부호심볼들은 틸데(tilde) X, 로 표기하였다.

  상기 도 4에서 ×는 출력된 후 바로 제거되는 부호심볼들을 나타내며 ·는 출력되지 않는 부호심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 비트들이 입력되는 t=0부터 t=5까지는 ENC2(10c)로부터의 SYS 심볼들이 출력된 후 바로 제거되고 t=6, t=7에서는

ENC2(10c)로부터의 부호심볼들이 출력되지 않으며 t=8, t=9에서는 반대로 ENC1(10b)로부터의 부호심볼들이 출력되지

않는다.

  결국 상기 터보 부호기(10)로부터 실제로 생성되는 출력 부호심볼들의 개수는 6개의 정보 비트 입력에 대한 부호심볼들

30(=6*5)개와 4개의 테일비트 입력에 대한 부호심볼들 12(=4*3)개로 모두 36개이다. 그러나, 터보 부호기의 모부호율 1/

5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입력 비트들(정보 비트 6개 + 테일 비트 4개)에 대해 50개의 부호심볼들이 출력되어야 하

므로, t=6부터 t=9까지에서는 매 클럭마다 SYS 심볼들을 각각 두 번씩 복사하여 세 개씩의 SYS 심볼들을 출력한다. 즉,

t=6, t=7에서는 ENC1(10b)의 SYS 심볼들 , 을 두 번 복사하고, t=8, t=9에서는 ENC2(10c)의 SYS 심볼들 ,

을 각각 두 번씩 복사한다.

  도 5는 상기 도 4에 나타낸 터보 부호화기(10)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심볼들의 인터리빙 동작을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심볼 분리에 의해서, 상기 터보 부호기(10)의 출력 부호심볼들은 그 종류에 따라 다섯 개 서브블럭들

S, P0, P1, P'0, P'1로 분리된다. 여기서 서브블럭 S는 정보 비트들에 대한 ENC1(10b)로부터의 SYS 부호심볼들과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1(10b)로부터의 SYS 부호심볼들 X0, X1, ... X5과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2(10c)로부터의 SYS 부호

심볼들 , , , 을 포함한다.

서브블럭 P0은 정보 비트들에 대한 ENC1(10b)의 PA0 부호심볼들 Y00, Y01, ... Y05와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1(10b)의

SYS 부호심볼들과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2(10c)의 SYS 부호심볼들을 포함한다. 서브블럭 P1은 정보 비트들에 대한

ENC1(10b)로부터의 PA1 부호심볼들 Y10, Y11, ... Y15와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1(10b)로부터의 SYS 부호심볼들과 테

일 비트들에 대한 ENC2(10c)의 SYS 부호심볼들을 포함한다.

서브블럭 P'0은 정보 비트들에 대한 ENC2(10c)로부터의 PA0 부호심볼들 Y'00, Y'01, ...Y'05와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1(10b)로부터의 PA0 부호심볼들과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2(10c)의 PA0 부호심볼들을 포함한다. 서브블럭 P'1은

정보 비트들에 대한 ENC2(10c)로부터의 PA1 부호심볼들 Y'10, Y'11, ...Y'15와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1(10b)의 PA1 부

호심볼들과 테일 비트들에 대한 ENC2(10c)의 PA1 부호심볼들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테일 비트들에 대한 SYS 부호심볼들 때문에 각 서브블럭은 다른 종류의 부호심볼들을 일부 포함하게

된다. 즉, 서브블럭 S는 ENC2(10c)로부터의 SYS 심볼들을, 서브블럭 P0은 ENC1(10b)로부터의 SYS 심볼들과

ENC2(10c)로부터의 SYS 심볼들을, 서브블럭 P1은 ENC1(10b)로부터의 SYS 심볼들과 ENC2(10c)로부터의 SYS 심볼

들을 더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브블럭 P'0은 ENC1(10b)의 PA0 심볼들을, 서브블럭 P'1은 ENC1(10b)로부터의 PA1 심

볼들을 더 포함하고 있다.

  상기 서브블럭들은 서브블럭 인터리빙에 의해 재배열된다. 상기 도 5에 도시한 바에 따르면 0, 1, 2, 3, 4, 5, 6, 7, 8, 9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던 각 서브블럭의 부호심볼들은 서브블럭 인터리빙에 의해 0, 8, 4, 2, 6, 1, 9, 5, 3, 7의 순서로 재배열

되었다.

등록특허 10-0532325

- 6 -



  서브블럭 심볼 그룹화에 의해서,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0과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을 하나씩 차례로 교

차시켜 P0/P'0 그룹을 만들고,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1과 인터리빙된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을 하나씩 차례로 교차시

켜 P1/&P'1 그룹을 만든다. 상기 생성된 S 그룹, P0/P'0 그룹, P1/P'1 그룹의 부호심볼들은 순서대로 변조기에 공급된다.

상기 부호심볼들은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후 RF(Radio Frequency)부에 의하여 반송파에 실려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다.

수신단에서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RF 부에 의하여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한 호 복조기에 의해 복조하여 부호심볼

들을 복원한다. 상기 복원된 부호심볼들은 터보 복호기로 입력될 수 있도록 복호기 입력 버퍼에 저장된다. 이때 상기 복호

기 입력 버퍼는 상기 도 5에 나타낸 그룹들의 형태인 상기 부호심볼들을 저장한다.

  도 6은 상기 도 4에 도시된 터보 부호기(10)에 대응하는 1/5의 모부호율을 가지는 터보 복호기(32)의 구조와 상기 터보

복호기(32)로 입력되는 부호심볼들을 나열한 것이다. 실제로 터보 복호는 복호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호된 데

이터를 피드백하여 다시 복호하는 반복 복호(iterative decoding) 구조를 포함하나 상기 도 6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터보 복호기(32)는 1/3의 부호율을 가지며 복호기 클럭 t1, t2에 각각 동기하는 두 개의 구성

복호기들(Constituent Decoders), 즉 DEC1(32a)과 DEC2(32d)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킴으로써 입력 부호심볼들을 복호

한다.

  DEC1(32a)은 t1=0부터 t1=7까지에서 ENC1(10b)로부터의 출력 부호심볼들을 한번에 3개씩 8번에 걸쳐 입력받는다.

DEC2(32d)는 t2=0부터 t2=7까지에서 ENC2(10c)로부터의 출력에 대응하는 부호심볼들과 0을 포함한 24개의 부호심볼

들을 한번에 3개씩 8번에 걸쳐 입력받는다. 실제로 t2=0부터 t2=5까지에서 상기 DEC2(32d)는 터보 인터리버 TB

INTL(32b)에 의해 인터리빙된 상기 DEC1(32a)의 복호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고, t2=6, t2=7에서만 ENC2(10c)로부터

의 출력에 대응하는 부호심볼들 , 을 입력받는다. 터보 디인터리버 TB DINTL(Turbo interleaver)(32e)는 상기

DEC2(32d)에 의해 복호된 데이터를 디인터리빙하여 최종 복호된 데이터 X0 ~ X5를 출력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리빙된 서브블럭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 비트의 부호심볼과 테일비트의 부호심볼은 서로

다른 종류일 수 있으며, 터보 부호기(10)는 터보 복호기(32)의 총 구동 클럭 수보다 적은 수의 구동 클럭을 사용하는 2개의

구성 복호기를 순차적으로 구동시킨다. 즉, 터보 부호기(10)는 t=0부터 t=9까지 총 10회 동작하면서 부호심볼들을 생성하

는 반해 터보 복호기(32)는 각 구성 복호기를 t1=0부터 t1=7까지 혹은 t2=0부터 t2=7까지 8회씩 순차적으로 동작시키면

서 복호를 수행한다.

  결국, 1xEV-DV 표준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의 복호를 위해서는, 도 5에 나타낸 그룹의 형

태대로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부호심볼들을 도 6에 나타낸 순서대로 터보 복호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는 복호기 입력 버퍼(Decoder Input Buffer)에서 부호심볼들을 읽어낼 때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채널 디인터리빙 과정

을 등가로 수행하여 터보 복호기로 바로 공급하기로 한다.

  한편, 1xEV-DV 표준에 따르면 서브패킷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채널 인터리빙을 통해 출력되는 인터리빙된 부호심볼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송 가능한 최대 서브패킷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1에 나

타낸 서브패킷 심볼 선택기(20)는 인터리빙된 부호심볼들 중 사용 가능한 일부만을 사용하여 서브패킷을 구성한다. 여기

서 상기 사용 가능한 부호심볼들은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규정된다.

  상기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브패킷을 위해 사용 가능한 부호심볼들의 개수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1560 이하인

경우(408,792 또는 1560)에는 부호화 패킷 크기의 5배로 제한되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1560을 초과하는 경우

(2328,3096 또는 3864)에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관계없이 7800개로 제한된다. 따라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을

수신하는 단말기가 필요로 하는 복호기 입력 버퍼는 최소한 7800개의 부호심볼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단말기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호기로의 부호심볼 입력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성 복호

기에서 필요한 세 종류의 부호심볼들 SYS, PA0, PA1을 병렬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복호기 입력 버퍼

는 세 개의 부호심볼들을 병렬로 출력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부호 심볼들을 저장하는 세 개의 메모리들로 분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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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은 1xEV-DV 표준의 순방향 패킷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복호기 입력 버퍼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나타낸

메모리 구조에서 입력 부호심볼들은 행의 순서대로 저장되며, 행들은 각각 하나의 부호 심볼을 저장한다. 읽기 어드레스는

읽어내고자 하는 부호심볼이 저장된 행의 위치를 가리킨다.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버퍼는 크기가 각각 3864, 3120, 3120인 RAM0(210),RAM1(220),RAM2(230)로 이루어져 있

다. 상기 RAM0(210)은 서브블럭 S의 부호심볼들을 저장한다. 상기 RAM1(220)은 P0/P'0 그룹이나, 서브블럭 P0의 적어

도 일부와 선택적으로 서브블럭 P'1 의 일부(0 또는 408개)를 저장한다. 상기 RAM2(230)는 P1/P'1 그룹이나, 서브블럭

P'0 의 적어도 일부와 선택적으로 서브블럭 P1의 일부(0 또는 408개)를 저장한다. 이와 같이 복호기 입력 버퍼의 구조가

다소 복잡한 이유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부호심볼의 개수 및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복호기로의 부호

심볼 입력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하 상기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성된 복호기 입력 버퍼로부터 부호심볼들을 순서대로 읽어내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력 제어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제어 장치는, 읽기주소 생성기(Read Address Generator: RAG)(100)와, 입력 버퍼(210,220,230)를 포함

하는 메모리부(2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는 터보 복호기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버퍼를 위한 3개의 읽기주소들을 출력하며, 상기 메모리부(200)는 상기 읽기주소들에 응답하여 3개의 부호심볼

들을 상기 터보 복호기로 출력한다.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으로 입력되는 신호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EC_START는 터보 복호기가 동작을 시작함을 알리는 신호이며, DEC_END는 터보 복호기가 하나의 서브패킷에 대한

복호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신호이고, DEC_CLK은 터보 복호기의 동작 주파수에 맞춰 공급되는 클럭이다. 또한,

EP_SIZE는 터보 복호를 수행해야 할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3개의 비트로 표시한 인덱스로서, 408, 792, 1560, 2328,

3096, 3864에 대해 각각 '000', '001', '010', '011', '100', '101'의 값을 가진다. DEC_IDX는 터보 복호기 내부에 위치한 두

개의 구성 복호기들 중 어떤 복호기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첫 번째 구성 복호기가 동작할 때는 0, 두 번째

구성 복호기가 동작할 때는 1의 값을 가진다.

  도 10은 도 9에 나타낸 입력 제어 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에서 흐름도의 시작 전에 3개의 메모리들(210,220,230)에는 복조기에 의해 복조된 한 서브패킷의 부호심볼들

이 인터리빙된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기 3개의 메모리들(210,220,230)에 저장되는 부호심볼들의 종

류는 앞서 언급한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그 순서는 앞서 언급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송신기로부터 전송되어 복조된 부호심볼들은 상기 3개의 메모리들(210,220,230)에 나누어 저장된다. 상기 메모리들

(210,220,230)의 출력단에 연결되는 터보 복호기(도시하지 않음)는 복호를 시작하기 위해 읽기주소 생성기(100)로 복호

를 시작한다는 신호 DEC_START를 입력한다. 상기 터보 복호기는 지속적으로 DEC_CLK와 DEC_IDX를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로 제공한다. 상기 DEC_START 및 상기 다른 신호들을 입력받은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가 동작하여 매

DEC_CLK마다 터보 복호기로 입력되어야 할 데이터, 즉 부호심볼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들의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면,

상기 읽기주소들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들에서 읽혀진 부호심볼들은 메모리부(200)에 의해 터보 복호기의 해당 구성 복

호기들로 입력된다. 이러한 동작은 터보 복호기로부터 DEC_END가 인가될 때까지 계속된다.

  먼저, 과정(S100)에서 DEC_START가 '1'이면 과정(S200)에서 읽기주소 생성기(100)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입력 신호

들 중 EP_SIZE와 DEC_CLK을 수신한다. 다음으로, 과정(S300)에서는 읽기주소 생성기(100)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나머

지 입력 신호인 DEC_IDX를 수신하고, 읽기주소 생성기(100) 내부의 카운터 값(CNT)을 -1로 초기화(reset)한다. 상기 읽

기주소 생성기(100)는 과정(S350)에서 상기 DEC_CLK에 동기하여 1씩 증가하는 카운터 값을 발생하고, 과정(S400)에서

이 카운터 값에 대하여 서브블럭 디인터리빙과 서브블럭 심볼 역그룹화를 고려하여 메모리들(210,220,230) 각각을 위한

칩 선택(Chip Select: CS)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와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을 생성한다. 과정(S500)에서 메모리부(200)는 상기 칩 선택 신호들 및 상기 읽기주소들에 따라 메모리들

(210,220,230)에서 부호심볼들을 읽어오거나 필요한 경우 제로 삽입(zero insertion)을 수행하여 터보 복호기를 위한 입

력 부호심볼들 SYS_DATA, PA0_DATA, PA1_DATA을 출력한다.

  과정(S600)에서 상기 카운터 값(CNT)이 서브블럭별로 3개의 테일 비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비트들에 해당하는 부

호심볼들의 개수 즉, N_EP-3보다 작으면 상기 과정(S400)과 상기 과정(S500)을 다시 수행하여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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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와 상기 메모리부(200)를 동작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S700)으로 진행한다. 상기 과정(S700)에서 DEC_END가

'1'이면 한 서브패킷의 부호심볼들이 터보 복호기로 모두 입력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과

정(S300)으로 회귀하여 DEC_IDX를 다시 수신하고 읽기주소 생성기(100) 내부의 카운터 값(CNT)을 발생한 후 상기 과정

(S400) 내지 상기 과정(S700)을 다시 수행한다.

  도 11은 상기 도 10에 나타낸 상기 과정(S400)에서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나

타낸 단계들은 DEC_START가 트리거된 이후 DEC_CLK가 트리거될 때마다 즉, 카운터 값 CNT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수

행되는 것이다.

  상기 CNT는 구성 복호기들 각각으로 입력되는 정보 비트의 부호심볼(이하 데이터 심볼이라 칭함)을 구분하기 위한 인덱

스이다. 여기서 정보 비트라 함은 테일 비트와 구분되는 것이다. 부호화 패킷의 크기 N_EP와 각 구성 복호기로 입력되어

야 하는 테일비트의 개수 3을 고려하면 CNT는 DEC_CLK가 트리거될 때마다 0부터 N_EP-4(=N_EP-1-3)까지 증가한

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과정(S410)에서는 현재 클럭에서 읽어내야 할 부호심볼이 정보 비트에 의한 것인지(DT_IDC=0)

또는 테일비트에 의한 것인지(DT_IDC=1)를 결정하기 위하여 CNT를 N_EP-7과 비교한다. 하나의 서브블럭은 3*2의 테

일비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크기가 N_EP-1인 한 서브블럭에서 정보 비트들의 개수는 N_EP-7(=EP_SIZE-1-3*2)이

다. 따라서 CNT가 N_EP-7보다 크면 과정(S415)에서 DT_IDC는 테일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나타내는 '1'이 되고 그렇

지 않으면 과정(S420)에서 DT_IDC는 정보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나타내는 '0'으로 설정된다.

  과정(S425)에서 상기 DT_IDC와 DEC_IDX에 따라 CNT_OS, RAM_SEL, TMP_CS를 생성한다. CNT_OS는 두 번째 구

성 복호기(DEC_IDX=1)를 위한 입력 심볼들 중 테일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들(DT_IDC=1)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CNT_OS=DT_IDC&&DEC_IDX, 여기서 '&&'는 AND연산을 의미함.) RAM_SEL은 첫 번째 구성 복호기(DEC_IDX=0)

를 위한 입력 심볼들 중 정보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들(DT_IDC=0)을 읽는 경우에만 0이 된다.(RAM_SEL=DT_IDC||

DEC_IDX, 여기서 '||'는 OR연산을 의미함.) TMS_CS는 두 번째 구성 복호기(DEC_IDX=1)를 위한 입력 심볼들 중 정보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들(DT_IDC=0)을 읽는 경우에만 0이 된다. (TMP_CS=DT_IDC||(~DEC_IDX), 여기서 '~'는 반전

연산자를 의미함.)

  과정(S430)에서 현재 클럭에서 읽어내야 할 부호심볼이 두 번째 복호기를 위한 테일 비트의 부호심볼(이하 테일 심볼이

라 칭함)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CNT_OS가 1인지를 판단한다. 도 4와 도 6을 참조하면, t=8, t=9에서 생성된 ENC2(10c)

의 테일 심볼들은 t2=6, t2=7에서 DEC2(32d)의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번째 복호기의 테일 심볼을 읽어

내는 경우(CNT_OS=1) 부호심볼 인덱스인 CNT는 테일 비트의 개수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CNT_OS가 1이

면 과정(S435)에서 CNT를 3만큼 증가시켜 새로운 카운트 값 CNTp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S440)에서 CNT와

동일한 새로운 카운트값 CNTp를 생성한다.

  과정(445)에서는 상기 CNTp에 따라 서브블럭 디인터리빙 규칙에 따른 임시 읽기주소 TMP_ADDR을 생성한다. 여기서

TMP_ADDR은 서브블럭 디인터리빙만을 고려하여 각 서브블럭내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부호심볼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서 서브블럭 심볼 그룹화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과정(S450)에서는 TMP_ADDR과 앞서 결정한 RAM_SEL을 이

용하여 3개의 메모리들 각각을 위한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을 생성한다.

  상기 과정 (S450)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 복호기(DEC_IDX=0)를 위해 데이터 심볼들(DT_IDC=0)이 입력되어야 하는 경우에만(RAM_SEL=0) PA0

심볼 혹은 PA1 심볼이 각각 서브블럭 P0 혹은 서브블럭 P1에 존재하며, 나머지 경우에는 PA0 심볼 혹은 PA1 심볼이 각

각 서브블럭 P'0 혹은 서브블럭 P'1에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 5에서 정보 비트에 대한 첫 번째 구성 복호기의 PA0/

PA1 심볼만 서브블럭 P0이나 서브블럭 P1에 존재하고 테일 비트에 대한 ENC1의 PA0/PA1 심볼이나 정보 비트에 대한

ENC2의 PA0/PA1 심볼, 그리고 테일 비트에 대한 ENC2의 PA0/PA1 심볼은 모두 서브블럭 P'0과 P'1 서브블럭에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서브블럭 심볼 그룹화는 서브블럭 P0의 심볼들과 서브블럭 P'0의 심볼들 혹은 P'0의 심볼들과 서브블럭

P'1의 심볼들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서브블럭 P'0에 속한 심볼들과 서브블럭 P'1에 속한

심볼들이 저장된 주소는 각각 서브블럭 P0에 속한 심볼들과 서브블럭 P'0에 속한 심볼들이 저장된 주소를 2배하여 구할

수 있다. 상기 과정(S450)은 도 13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송 가능한 부호심볼들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읽어내고자

하는 부호심볼이 상기 과정(450)에서 구한 읽기주소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과정(S46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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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_ADDR과 앞서 구한 RAM_SEL 및 TMP_CS를 이용하여 3개의 메모리들을 위한 칩 선택 신호 RAMx_CS를 생성한

다. 만일 읽어내고자 하는 부호심볼이 해당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메모리의 칩 선택 신호는 0이 되고 대신 복

호기로는 제로 심볼이 입력된다. 상기 과정(S460)은 도 15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12는 상기 도 11에 따라 동작하는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카운터(105)는 DEC_START가 1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DEC_CLK가 트리거될 때마다

CNT를 1씩 증가시킨다. MSB(Most Significant Bit) 추출기(130)는 EP_SIZE에 따라 해당하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 N_EP

과 상기 CNT에 따라 (N_EP-7)-CNT의 최상위 비트를 추출하여 DT_IDC로서 출력한다. 앤드 게이트(AND Gate)(135)

는 상기 DT_IDC와 DEC_IDX를 앤드하여 CNT_OS를 출력한다. 또한 오아 게이트(OR Gate)(140)는 상기 DT_IDC와 상

기 DEC_IDX를 오아하여 RAM_SEL을 출력하고, 오아 게이트(145)는 상기 DT_IDC와 상기 DEC_IDX의 역을 오아하여

TMP_CS를 출력한다.

  선택기(110)는 상기 CNT_OS가 0이면 CNT를 CNTp로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CNT에 가산기(115)에 의해 3

이 더해진 CNT+3을 CNTp로서 출력한다. 서브블럭 디인터리버(120)는 상기 CNTp와 EP_SIZE을 이용하여 읽어내고자

하는 부호심볼의 서브블럭내 위치를 나타내는 임시 읽기주소 TMP_ADDR을 생성한다. 상기 서브블럭 디인터리버(120)의

동작은 본 발명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면 주소 조절기(Address Tuner: ADDR TUNER)(125)는 상기 TMP_ADDR과 상기 EP_SIZE과 상기 RAM_SEL을

이용하여 세 개의 메모리들을 위한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을 생성하고, 메모리 선택기

(RAM Selector)(150)는 상기 TMP_ADDR과 상기 EP_SIZE과 상기 RAM_SEL과 상기 TMP_CS를 이용하여 세 개의 메

모리들을 위한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를 생성한다. 상기 주소 조절기(125)와 상기 메모리 선택

기(150)의 상세한 구성은 도 14와 도 18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 동작에 대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도 13은 상기 도 11에 나타낸 상기 과정(450)에서 상기 주소 조절기(125)에 의한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앞서 언급

한 도 8을 참조하면, RAM0(210)에는 항상 서브블럭 S의 부호심볼들만이 저장되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TMP_ADDR을

RAM0(210)을 위한 읽기 주소 RAM0_ADDR로 사용한다.

  과정(S451)에서 EP_SIZE을 3과 비교한 결과, EP_SIZE이 3보다 작은 경우, 즉 부호화 패킷의 크기 N_EP가 408, 792

또는 1560인 경우, 도 8을 참조하면 RAM1(220)과 RAM2(230)에는 각각 P0/P'0 그룹의 부호심볼들과 P1/P'1 그룹의 부

호심볼들이 저장된다. 그러면 과정(S452)에서 첫 번째 복호기가 데이터 심볼을 요구하는 경우(RAM_SEL=0)인지를 판단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RAM_SEL=0인 경우에만 PA0 심볼과 PA1 심볼이 각각 서브블럭 P0과 서브블럭 P1에 존재하며, 나머

지 경우에는 PA0 심볼과 PA1 심볼이 각각 서브블럭 P'0과 서브블럭 P'1에 존재한다. 서브블럭 P0과 서브블럭 P1에 속한

부호심볼들은 각각 P0/P'0 그룹의 짝수 위치와 P1/P'1 그룹의 짝수 위치에 존재하며, 서브블럭 P'0과 서브블럭 P'1에 속한

부호심볼들은 각각 P0/P'0 그룹의 홀수 위치와 P1/P'1 그룹의 홀수 위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RAM_SEL이 0이면 과정

(S454)에서 RAM0_ADDR은 TMP_ADDR이고, RAM1_ADDR과 RAM2_ADDR은 2*TMP_ADDR로 결정되고, 그렇지 않

으면 과정(S453)에서 RAM0_ADDR은 TMP_ADDR이고, RAM1_ADDR과 RAM2_ADDR은 2*TMP_ADDR+1로 결정된

다.

  즉, N_EP가 408, 792 또는 1560인 경우, RAM1(220)을 위한 읽기 주소 RAM1_ADDR과 RAM2(220)를 위한 읽기 주소

RAM2_ADDR은 하기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M_SEL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표 1]

 RAM_SEL  RAM1_ADDR  RAM2_ADDR

 0  2*TMP_ADDR  2*TMP_ADDR

 1  2*TMP_ADDR+1  2*TMP_ADD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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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과정(S451)에서 EP_SIZE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과정(S455)으로 진행하여 EP_SIZE가 3인지, 즉 N_EP가

2328인지를 판단한다. 이 경우 RAM1(220)에는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 전체와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의 일부

(408개)가 존재하며, RAM2(230)에는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 전체와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의 일부(408개)가 존

재한다. 이 경우는 N_EP가 408, 792, 1560인 경우와 달리 P0/P'0 그룹과 P1/P'1 그룹의 부호심볼들은 이미 서브블럭 심

볼 역그룹화에 따라 분리된 채 RAM1(220)과 RAM2(230)에 저장되어 있다. 이는 RAM1(220)과 RAM2(230)의 크기가

3120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EP_SIZE가 3인 경우, 즉 N_EP가 2328인 경우 과정(S457)에서 첫 번째 복호기가 데이터 심볼을 요구하는 경우

(RAM_SEL=0)인지를 판단한다. N_EP가 2328인 경우에도, RAM_SEL=0인 경우에만 PA0 심볼과 PA1 심볼이 각각 서브

블럭 P0과 서브블럭 P1에 존재하며, 나머지 경우에는 PA0 심볼과 PA1 심볼이 각각 서브블럭 P'0과 서브블럭 P'1에 존재

한다. 이 때,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은 RAM1(220)의 뒷부분 즉, 주소가 2328부터 2735(=2328+408-1)인 영역에

위치해 있고,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은 RAM2(230)의 뒷부분 즉, 주소가 2328부터 2735(=2328+408-1)인 영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RAM_SEL이 0이면 과정(S458)에서 RAM0_ADDR과 RAM1_ADDR은 TMP_ADDR이고

RAM2_ADDR은 TMP_ADDR+2328인 것으로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정(S459)에서 RAM0_ADDR과 RAM2_ADDR

은 TMP_ADDR이고 RAM1_ADDR은 TMP_ADDR+2328인 것으로 결정된다.

  즉, N_EP가 2328인 경우, RAM1(220)을 위한 읽기 주소 RAM1_ADDR과 RAM2(230)를 위한 읽기 주소 RAM2_ADDR

은 하기의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M_SEL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표 2]

 RAM_SEL  RAM1_ADDR  RAM2_ADDR

 0  TMP_ADDR  TMP_ADDR+2328

 1  TMP_ADDR+2328  TMP_ADDR

  마지막으로 상기 과정(S455)에서 EP_SIZE가 3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 경우 즉, N_EP가 3096, 3864인 경우에는 서브블

럭 P1과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이 메모리에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RAM1(220)에는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만이

저장되고, RAM2(230)에는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만이 저장된다. 따라서, 과정(S456)에서 RAM0_ADDR과

RAM1_ADDR과 RAM2_ADDR은 모두 TMP_ADDR로 결정된다.

  즉, EP_SIZE은 3096, 3864인 경우, RAM1(220)을 위한 읽기 주소 RAM1_ADDR과 RAM2(230)를 위한 읽기 주소

RAM2_ADDR은 하기의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M_SEL의 값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표 3]

 RAM_SEL  RAM1_ADDR  RAM2_ADDR

 0  TMP_ADDR  TMP_ADDR

 1  TMP_ADDR  TMP_ADDR

  도 14a,14b,14c는 상기 도 13에 따라 동작하는 상기 주소 조절기(125)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한 바와 같

이 상기 주소 조절기(125)는 N_EP가 408, 792 또는 1560인 경우를 위한 부분(125a)과, N_EP가 2328인 경우를 위한 부

분(125b) 및 N_EP가 3096 또는 3864인 경우를 위한 부분(125c)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도 14a를 참조하여 상기 주소 조절기(125)에서 N_EP가 408, 792, 1560인 경우를 위한 부분(125a)에 대해 설명하

면, TMP_ADDR은 그대로 RAM0_ADDR로서 출력되며, 곱셈기(70)는 TMP_ADDR에 2를 곱하고 가산기(71)는 상기 곱

셈기(70)의 출력에 RAM_SEL을 더하여 RAM1_ADDR 및 RAM2_ADDR로서 출력한다. 상기 도 14b를 참조하여 N_EP가

2328인 경우를 위한 부분(125b)에 대해 설명하면, TMP_ADDR은 그대로 RAM0_ADDR로서 출력되며, 선택기(7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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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_SEL이 1인 경우에만 2328을 출력하며 선택기(74)는 RAM_SEL이 0인 경우에만 2328을 출력한다. 그러면 덧셈기

(73)은 TMP_ADDR에 상기 선택기(72)의 출력(2328 또는 0)을 더하여 RAM1_ADDR로서 출력하고, 덧셈기(75)는

TMP_ADDR에 상기 선택기(74)의 출력(0 또는 2328)을 더하여 RAM2_ADDR로서 출력한다. 상기 도 14c를 참조하여

N_EP가 3096, 3864인 경우를 위한 부분(125c)에 대해 설명하면, TMP는 그대로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로서 출력된다.

  도 15는 상기 도 11에 나타낸 상기 과정(S460)에서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에 의한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메

모리 선택기(150)는 세 개의 RAM에 대한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를 생성하는데, 읽어올 부호

심볼이 없는 RAM의 칩 선택 신호를 0으로 설정한다. 칩 선택 신호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RAM을 액세스하기 위

한 클럭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RAM에 있는 부호심볼들을 읽어올 수 없으며, 해당 위치의 부호심볼은 제로심볼 '0'으로 대

체된다.

  앞서 언급한 도 8에 나타낸 바에 따르면, EP_SIZE에 상관 없이 RAM0(210)에 저장되어 있는 서브블럭 S의 부호심볼들

을 읽을 필요가 없는 공통적인 경우는 두 번째 구성 복호기(DEC_IDX=1)를 위해 정보 비트의 부호심볼들(DT_IDC=0)을

읽어내는 경우이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터보 인터리빙된 첫 번째 구성 복호기의 출력 데이터가 두 번째

구성 복호기의 입력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RAM0(210)을 액세스할 필요가 없다. 이는 도 11에 나타낸 TMP_CS에 의해 판

단할 수 있다. 즉, 하기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TMP_CS는 EP_SIZE에 상관없이 DT_IDC가 0이고 DEC_IDX가 1인

경우에만 0이고 나머지 경우에 항상 1이다.

  

[표 4]

 DT_IDC (A)  DEC_IDX (B)  TMP_CS == OR(A,∼B)

 0  0  1

 1  0

 1  0  1

 1  1

  따라서, 과정(S461)에서 RAM0_CS는 TMP_CS의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과정(S462)에서는 RAM1_CS와 RAM2_CS를 결정하기 위하여 EP_SIZE가 3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EP_SIZE가 3보다

작은 경우 즉, N_EP가 408, 792 또는 1560인 경우 RAM1(220)과 RAM2(230)는 각각 P0/P'0 그룹과 P1/P'1 그룹의 모

든 부호심볼들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과정(S463)에서 RAM1_CS와 RAM2_CS는 항상 1이다. 과정(S464)에서는 EP_SIZE

가 3과 같은지를 판단하여 만일 같으면 과정(S465)으로 진행하고, 같지 않으면 과정(S466)으로 진행한다. 상기 과정

(S465)과 과정(S466)의 상세 동작은 도 16과 도 17에 나타내었다.

  도 16은 N_EP가 2328인 경우(EP_SIZE=3) 상기 도 15에 나타낸 상기 과정(465)에서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가

RAM1_CS와 RAM2_CS를 결정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앞서 언급한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도 16을 설명하면, 과정(S10)에서의 판단결과 TMP_ADDR이 408 이상인 경우,

RAM1(220)에는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이 더 이상 저장되어 있지 않고 RAM2(230)에는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

이 더 이상 저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TMP_ADDR이 408이상이면 과정(S12)에서 변수 TH_OUT를 1로 결정하고 그렇

지 않으면 TH_OUT를 0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TH_OUT는 TMP_ADDR이 정해진 임계값(즉 408)을 초과하는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다.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이 요구되는(즉 읽어내야 하는) 경우는 RAM_SEL=1인 경우이며, 서브블럭 P1에 속하는 부호

심볼들이 요구되는 경우는 RAM_SEL=0인 경우이다. 따라서 과정(S13)에서의 판단결과 RAM_SEL이 1이고 TH_OUT가

1이면 과정(S15)로 진행하여 RAM1_CS는 0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정(S14)으로 진행하여 RAM1_CS는 1이 된다. 또한

과정(S16)에서의 판단결과 RAM_SEL이 0이고 TH_OUT가 1이면 과정(S17)으로 진행하여 RAM2_CS는 0이 되고 그렇

지 않으면 과정(S18)으로 진행하여 RAM2_CS는 1이 된다.

  즉, N_EP가 2328인 경우 RAM1_CS와 RAM2_CS는 하기의 <표 5>와 같이 RAM_SEL과 TH_OUT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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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AM_SEL (A)  TH_OUT (B) RAM1_CS ==

NAND(A, B)

RAM2_CS ==

NAND(∼A, B)

 0  0  1  1

 1  1  0

 1  0  1  1

 1  0  1

  도 17은 N_EP가 3096, 3864인 경우(EP_SIZE>3) 상기 도 15에 나타낸 상기 과정(466)에서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가

RAM1_CS와 RAM2_CS를 결정하는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7을 참조하면, 과정(S20)에서 N_EP이 4인지(EP_SIZE가 3096인지)를 판단한다. EP_SIZE가 3096인 경우 과

정(S21)에서 TMP_ADDR이 2352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도 8을 참조하면, TMP_ADDR이 2352 이상이면

RAM1(220)과 RAM2(230)는 각각 출력할 서브블럭 P0와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TMP_ADDR이 2352 이상이면 과정(S22)으로 진행하여 TH_OUT를 1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S24)으로 진행하

여 TH_OUT를 0으로 결정한다.

  N_EP가 3864인 경우 마찬가지로 과정(S23)에서 TMP_ADDR이 1968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TMP_ADDR이 1968 이상

이면 RAM1(220)과 RAM2(230)는 각각 서브블럭 P0과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TMP_ADDR이 1968 이상이면 과정(S22)로 진행하여 TH_OUT를 1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S24)으로 진행하여

TH_OUT를 0으로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TH_OUT는 TMP_ADDR이 정해진 임계값(2352 또는 1968)을 초과하

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서브블럭 P0에 속하는 부호심볼들이 요구되는(즉 읽어내야 하는) 경우는 RAM_SEL=0인 경우이며, 서브블럭 P'0에 속하

는 부호심볼들이 요구되는 경우는 RAM_SEL=1인 경우이다. 따라서 과정(S25)에서의 판단결과 RAM_SEL이 0이고

TH_OUT가 0이면 과정(S27)로 진행하여 RAM1_CS를 1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S26)으로 진행하여 RAM1_CS

를 0으로 결정한다. 또한 과정(S28)에서의 판단결과 RAM_SEL이 1이고 TH_OUT가 0이면 과정(S29)로 진행하여

RAM2_CS를 1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S30)으로 진행하여 RAM2_CS를 0으로 결정한다.

  즉, N_EP가 3096, 3864인 경우 RAM1_CS와 RAM2_CS는 하기의 <표 6>과 같이 RAM_SEL과 TH_OUT에 의해 결정

된다.

  

[표 6]

 RAM_SEL (A)  TH_OUT (B) RAM1_CS ==

NOR(A, B)

RAM2_CS ==

NOR(∼A, B)

 0  0  1  0

 1  0  0

 1  0  0  1

 1  0  0

  도 18a,18b,18c,18d는 상기 도 15 내지 도 17에 따라 동작하는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는 N_EP가 408, 792 또는 1560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a)과, N_EP가

2328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b), N_EP가 3096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c) 및 N_EP가 3864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d)

으로 이루어진다.

등록특허 10-0532325

- 13 -



  상기 도 18a를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에서 N_EP가 408,792,1560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a)에 대해 설명하

면, TMP_CS는 그대로 RAM0_CS가 되며, RAM1_CS와 RAM2_CS는 항상 1이다. 상기 도 18b를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에서 N_EP가 2328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b)에 대해 설명하면, TMP_CS는 그대로 RAM0_CS가 된다.

MSB 추출기(151)가 TMP_ADDR을 입력으로 하여 (407-TMP_ADDR)의 최상위비트인 TH_OUT를 추출하면 난드 게이

트(NAND Gate)(152)는 RAM_SEL과 TH_OUT를 난드하여 RAM1_CS를 출력하며, 난드 게이트(153)는 RAM_SEL의 역

과 TH_OUT를 난드하여 RAM2_CS를 출력한다. 상기 도 18c를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에서 N_EP가 3096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c)에 대해 설명하면, TMP_CS는 그대로 RAM0_CS가 된다. MSB 추출기(154)가 TMP_ADDR을 입

력으로 하여 (2351-TMP_ADDR)의 최상위비트인 TH_OUT를 추출하면 노아 게이트(NOR Gate)(155)는 RAM_SEL과

TH_OUT를 노아하여 RAM1_CS를 출력하며, 노아 게이트(156)는 RAM_SEL의 역과 TH_OUT를 난드하여 RAM2_CS를

출력한다. 상기 도 18d를 참조하여 상기 메모리 선택기(150)에서 N_EP가 3864인 경우를 위한 부분(150d)에 대해 설명하

면, TMP_CS는 그대로 RAM0_CS가 된다. MSB 추출기(157)가 TMP_ADDR을 입력으로 하여 (1967-TMP_ADDR)의 최

상위비트인 TH_OUT를 추출하면 노아 게이트(NOR Gate)(158)는 RAM_SEL과 TH_OUT를 노아하여 RAM1_CS를 출력

하며, 노아 게이트(159)는 RAM_SEL의 역과 TH_OUT를 난드하여 RAM2_CS를 출력한다.

  도 19는 상기 도 10에 나타낸 상기 과정(S500)에서 상기 메모리부(200)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상기 메모

리부(200)는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100)으로부터의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 및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에 응답하여 메모리들(210,220,230)에서 3개의 부호심볼들을 읽어내고 필요한

경우 읽어낸 부호심볼들 중 2개를 상호 교환(switch)하거나, 읽어낼 부호심볼이 없는 경우 대신 제로 심볼을 출력한다.

  상기 도 19를 참조하면, 과정(S505)에서의 판단결과 RAM0_CS가 1이면 과정(S515)로 진행하여 RAM0의

RAM0_ADDR에서 읽어낸 RAM0_DATA를 SYS_DATA로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정(S510)으로 진행하여 제로

심볼을 SYS_DATA로서 출력한다. 과정(S520)에서의 판단결과 RAM1_CS가 1이면 과정(S530)로 진행하여 RAM1의

RAM1_ADDR에서 읽어낸 RAM1_DATA를 PA0_TMP로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정(S525)로 진행하여 제로 심

볼을 PA0_TMP로서 출력한다. 또한 과정(S555)에서의 판단결과 RAM2_CS가 1이면 과정(S560)로 진행하여

RAM2_ADDR에서 읽어낸 RAM2_DATA를 PA1_TMP로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정(S565)으로 진행하여 제로 심

볼을 PA1_TMP로서 출력한다.

  앞서 언급한 도 8을 참조하면, EP_SIZE가 3보다 작은 경우 즉, N_EP가 408, 792 또는 1560인 경우에는 RAM1(220)에

서 읽어낸 부호심볼은 항상 서브블럭 P0 혹은 서브블럭 P'0에 속하고 RAM2(230)에서 읽어낸 부호심볼은 항상 서브블럭

P1 혹은 서브블럭 P'1에 속한다. 그런데 EP_SIZE가 3 즉, N_EP가 2328인 경우에는 서브블럭 P'1의 부호심볼들이

RAM1(220)의 2328 이후의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고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이 RAM2(230)의

2328 이후의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EP_SIZE가 3보다 큰 경우 즉, N_EP가 3096이나 3864인 경

우에도 서브블럭 P'0의 부호심볼이 RAM2(230)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서브블럭들 P0과 P1의 부호심볼들이 첫 번째 구

성 복호기로 입력되고 서브블럭들 P'0과 P'1의 부호심볼들이 두 번째 구성 복호기로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

우들을 식별하여 RAM1(220)에서 읽어낸 부호심볼과 RAM2(230)에서 읽어낸 부호심볼을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과정(S535)에서 EP_SIZE가 3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과정(S540)으로 진행하여 RAM1(220)에서 읽어낸

PA0_TMP와 RAM2(230)에서 읽어낸 PA1_TMP는 교환없이 각각 PA0_DATA와 PA1_DATA가 된다. EP_SIZE가 3보

다 작지 않은 경우 과정(S545)에서 RAM_SEL이 0인지를 판단한다. 이는 서브블럭 P0 혹은 P1의 부호심볼이 요구되었는

지(RAM_SEL=0) 아니면 서브블럭 P'0 혹은 P'1의 부호심볼이 요구되었는지(RAM_SEL=1)에 따라 RAM1(220)로부터의

부호심볼 PAO_TMP와 RAM2(230)로부터의 부호심볼 PA1_TMP를 교환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

기 과정(S545)에서 RAM_SEL이 0이 아니면 과정(S550)으로 진행하여 RAM1(220)에서 읽어낸 PA0_TMP와

RAM2(230)에서 읽어낸 PA1_TMP는 상호 교환에 의해 각각 PA1_DATA와 PA0_DATA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과

정(S540)으로 진행하여 교환을 수행하지 않는다.

  도 20은 상기 도 19에 따라 동작하는 상기 메모리부(20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부(200)는 3개의 RAM들(210,220,230)과 제로 삽입기(240)와 RAM 스위치(260)로 구분되며, 상기 읽기주소 생성기

(100)으로부터의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와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 및 RAM_SEL, EP_SIZE에 응답하여, 시스티메틱 부호심볼 SYS_DATA과 패리티 부호심볼들 PA0_DATA,

PA1_DATA를 동시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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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상기 도 20을 참조하면, 상기 RAM들(210,220,230)은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에 응답하여

RAM0_DATA, RAM1_DATA, RAM2_DATA를 출력한다. 상기 제로 삽입기(240)는 RAM0_CS, RAM1_CS, RAM2_CS

에 따라 각각 SYS_DATA, PA0_TMP, PA1_TMP를 결정하기 위하여, 3개의 선택기들(215,225,235)로 구성된다. 선택기

(215)는 RAM0_CS가 1인 경우에만 상기 RAM0(210)으로부터의 RAM0_DATA를 선택하고 RAM0_CS가 0인 경우에는

제로 심볼을 선택하여 SYS_DATA로서 출력한다. 선택기(225)는 RAM1_CS가 1인 경우에만 상기 RAM1(220)으로부터

의 RAM1_DATA를 선택하고 RAM1_CS가 0인 경우에는 제로 심볼을 선택하여 PA0_TMP로서 출력한다. 선택기(235)는

RAM2_CS가 1인 경우에만 상기 RAM2(230)으로부터의 RAM2_DATA를 선택하고 RAM2_CS가 0인 경우에는 제로 심볼

을 선택하여 PA1_TMP로서 출력한다.

  상기 RAM 스위치(260)는 상기 PA0_TMP와 상기 PA1_TMP를 PA0_DATA와 PA1_DATA에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하

여 3개의 선택기들(245,250,255)로 구성된다. EP_SIZE가 3보다 작은 경우 즉, N_EP가 408,792 또는 1560인 경우 선택

기(255)는 0을 선택하여 선택기들(245,250)의 선택신호로서 제공한다. 그러면 선택기들(245,250)는 PA0_TMP와

PA1_TMP를 그대로 PA0_DATA와 PA1_DATA로서 출력한다. 반면 EP_SIZE가 3보다 작지 않은 경우 즉 N_EP가

2328,3096,3864인 경우 선택기(255)는 RAM_SEL을 선택하여 선택기들(245,250)의 선택신호로서 제공한다. 그러면 선

택기들(245,250)은 상기 RAM_SEL이 0인 경우에는 PA0_TMP와 PA1_TMP를 그대로 PA0_DATA와 PA1_DATA로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A0_TMP와 PA1_TMP를 상호 교환하여 PA1_DATA와 PA0_DATA로서 출력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1xEV-DV 표준에 따른 단말기에서 채널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여 복호기로 입력함으로써 필

요한 버퍼의 개수를 줄여 소형화, 저가격화, 저젼력화를 실현하며, 지연을 감소시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데이터 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정보 비트들과 테일 비트들

을 포함하는 부호화 패킷을 소정 부호율에 따라 부호화하여 생성한 복수의 서브블럭들의 부호심볼들을 서브블럭-인터리

빙하여 전송하고, 상기 수신기는 상기 부호심볼들을 수신하여 종류에 따라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에 나누어 저장하고 상

기 인터리빙에 대응하는 디인터리빙 순서대로 읽어내어, 순차적으로 동작하면서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읽어낸 부호심볼들

을 가지고 동작하는 2개의 구성 복호기들로 구성된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들을 위한 읽기주소들과 칩 선택 신호들을 복호기 클럭에 따라 생성하

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읽기주소들과 상기 칩 선택 신호들을 이용하여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될 부호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읽기주소들과 칩 선택 신호들을 생성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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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복호기 클럭이 인가될 때마다 상기 터보 복호기로 상기 정보 비트에 대응하는 데이터 심볼을 입력하는 경우

DT_IDC를 0으로 설정하고 상기 테일 비트에 대응하는 테일 심볼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DT_IDC를 1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자 하는 부호심볼의 해당하는 서브블럭내의 인터리빙된 위치를 나타내는 임시 어드레스

TMP_ADDR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구성 복호기들을 식별하는 복호기 인덱스인 DEC_IDX와 상기 DT_IDC를 오아(OR)하여 생성한 RAM_SEL과 상기

TMP_ADDR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기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DT_IDC와 반전된 상기 DEC_IDX를 오아(OR)하여 생성한 TMP_CS와 상기 RAM_SEL과 상기 TMP_ADDR와 상

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이용하여 상기 칩 선택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792,1560 중 하나인 경우,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은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를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 RAM0_CS은 상기 TMP_CS이고, 상기 제2 및 제3 메모리

들을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들 RAM1_CS, RAM2_CS는 1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인 경우,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은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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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는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RAM0_CS=TMP_CS

  if (RAM_SEL=1)&&(TMP_ADDR>=408)

  RAM1_CS=0

  else

  RAM1_CS=1

  if (RAM_SEL=0)&&(TMP_ADDR>=408)

  RAM2_CS=0

  else

  RAM2_CS=1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096 또는 3864인 경우,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읽기주

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은 모두 상기 TMP_ADDR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는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며, 하기의 수학식에서 TH_OUT은 상기 TMP_ADDR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일 때 1이고 그렇지 않

을 경우 0이고, 상기 소정의 임계값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096인 경우 2352이고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864인 경우 196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RAM0_CS=TMP_CS

  if (RAM_SEL=0)&&(TH_OUT=0)

  RAM1_CS=1

  else

  RAM1_CS=0

  if (RAM_SEL=1)&&(TH_OUT=0)

  RAM2_C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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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RAM2_CS=0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792,1560 중 하나이거나 또는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3096,3864 중 하나이면서 상기 2개의 구성 복호기들 중 첫 번째 구성 복호기로 정보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입력

하는 경우, 상기 첫번째 구성 복호기로 입력되는 3개의 부호심볼들 SYS_DATA, PA0_DATA, PA1_DATA는, 하기의 수

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여기서 RAMx_DATA는 x+1번째 메모리의 읽기주소인 RAMx_ADDR에서 읽어낸 부호심볼임.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3096,3864 중 하나이면서 상기 2개의 구성 복호기들 중 두 번째 구

성 복호기로 정보 비트 또는 테일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입력하거나 첫 번째 구성 복호기로 테일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구성 복호기로 입력되는 3개의 부호심볼들 SYS_DATA, PA0_DATA,

PA1_DATA는,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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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RAMx_DATA는 x+1번째 메모리의 읽기주소인 RAMx_ADDR에서 읽어낸 부호심볼임.

청구항 11.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터리빙된 한 부호화 패킷에 대응하는 부호심볼들을 수신하여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에 나누어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부호심볼들을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되는 부호심볼들을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정보 심볼들과 패리티 심볼들로 구분하여 각각 저장하는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로 구성된 메모리부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에 저장된 상기 부호심볼들의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는 입력

주소 생성기와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의 선택신호들을 발생하는 칩 선택신호 발생기로 구성된 읽기주소 생성부로 구

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선택신호 발생기는,

  상기 터보 복호기 내의 구성복호기들을 식별하는 복호기 인덱스(DEC_IDX)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른 부호심볼

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신호(DT_IDC)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 각각을 선택하는 선택신호들(RAM_SEL)을

생성하고,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자 하는 부호심볼들의 해당하는 서브블럭내의 인터리빙된 위치들을 나타내는 임시 읽기주

소들 TMP_ADDR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RAM_SEL과 상기 복호기 인덱스 DEC_IDX를 이용하여 임시 선택신호 TMP_CS를 생성하고,

  상기 RAM_SEL과 상기 임시 읽기주소들과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와 상기 임시 선택신호 TMP_CS에 따라 상기 칩 선

택신호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792, 1560 중 하나인 경우,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읽

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은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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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를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 RAM0_CS은 상기 TMP_CS이고, 상기 제2 및 제3 메모리

들을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들 RAM1_CS, RAM2_CS는 1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인 경우,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읽기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은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는 하기

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RAM0_CS=TMP_CS

  if (RAM_SEL=1)&&(TMP_ADDR>=408)

  RAM1_CS=0

  else

  RAM1_CS=1

  if (RAM_SEL=0)&&(TMP_ADDR>=408)

  RAM2_CS=0

  else

  RAM2_CS=1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096 또는 3864인 경우,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읽기

주소들 RAM0_ADDR, RAM1_ADDR, RAM2_ADDR은 모두 상기 TMP_ADDR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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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상기 칩 선택 신호들 RAM0_CS, RAM1_CS, RAM2_CS는 하기

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며, 하기의 수학식 에서 TH_OUT은 상기 TMP_ADDR이 소정의 임계값 이상일 때 1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이고, 상기 소정의 임계값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096인 경우 2352이고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864인 경우 196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RAM0_CS=TMP_CS

  if (RAM_SEL=0)&&(TH_OUT=0)

  RAM1_CS=1

  else

  RAM1_CS=0

  if (RAM_SEL=1)&&(TH_OUT=0)

  RAM2_CS=1

  else

  RAM2_CS=0

청구항 19.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792, 1560 중 하나이거나 또는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

3096, 3864 중 하나이면서 상기 2개의 구성 복호기들 중 첫 번째 구성 복호기로 정보 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부로부터 출력되는 3개의 부호심볼들 SYS_DATA, PA0_DATA, PA1_DATA는, 하기의 수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여기서 RAMx_DATA는 x+1번째 메모리의 읽기주소인 RAMx_ADDR에서 읽어낸 부호심볼임.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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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3096,3864 중 하나이면서 상기 2개의 구성 복호기들 중 두 번째 구

성 복호기로 정보 비트 또는 테일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입력하거나 첫 번째 구성 복호기로 테일비트에 의한 부호심볼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부로부터 출력되는 3개의 부호심볼들 SYS_DATA, PA0_DATA, PA1_DATA는, 하기의 수학

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여기서 RAMx_DATA는 x+1번째 메모리의 읽기주소인 RAMx_ADDR에서 읽어낸 부호심볼임.

청구항 21.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주소 생성기는,

  상기 구성 복호기들을 식별하는 복호기 인덱스 DEC_IDX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른 부호심볼들의 종류를 나타

내는 신호 DT_IDC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 각각을 선택하는 선택신호 RAM_SEL을 생성하고,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자 하는 부호심볼들의 해당하는 서브블럭내의 인터리빙된 위치들을 나타내는 임시 읽기주

소들 TMP_ADDR을 생성하고,

  상기 RAM_SEL과 상기 TMP_ADDR과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상기 읽기주소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22.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부는,

  상기 칩 선택 신호들에 따라 각각의 메모리에 저장된 부호심볼 또는 제로심볼을 출력하는 제로 삽입기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와 해당 칩 선택신호에 따라 패리티 심볼의 출력을 선택하는 스위치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23.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터리빙된 한 부호화 패킷에 대응하는 부호심볼들을 수신하여 제1 내지 제 3 메모리들에 나누어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부호심볼들을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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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상기 제 1 내지 제 3 메모리들에 저장된 부호심볼들 각각을 읽어내기 위한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생성된 읽기주소들을 이용하여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될 부호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는 408, 792, 1560, 2328, 3096, 3864 비트들 중 어느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는 과정은,

  상기 터보 복호기내의 구성 복호기들을 식별하는 복호기 인덱스(DEC_IDX)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른 부호심볼

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신호(DT_IDC)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 각각을 선택하는 선택신호들(RAM_SEL)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자 하는 부호심볼들의 해당하는 서브블럭내의 인터리빙된 위치들을 나타내는 임시 읽기주

소들 TMP_ADDR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RAM_SEL과 상기 임시 읽기주소들과,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른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을 위한 칩 선택 신호들 RAM_SEL을 생

성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칩 선택 신호들을 생성하는 과정은,

  상기 터보 복호기내의 구성 복호기들을 식별하는 복호기 인덱스(DEC_IDX)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른 부호심볼

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신호(DT_IDC)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 각각을 선택하는 칩 선택신호들

(RAM_SEL)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터보 복호기로 입력하고자 하는 부호심볼들의 해당하는 서브블럭내의 인터리빙된 위치들을 나타내는 임시 읽기주

소들 TMP_ADDR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RAM_SEL과 상기 복호기 인덱스(DEC_IDX)를 이용하여 임시 선택신호(TMP_CS)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RAM_SEL과, 상기 임시 읽기주소들과,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와, 상기 임시 선택신호(TMP_CS)에 따라

상기 읽기주소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등록특허 10-0532325

- 23 -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심볼들은, 상기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상기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의 서로 다른 위치

들에 저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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